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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우리의 현존재를 가늠하고 삶을 인식 가능케하는 개념이다. 끊임없이 현재를 과거로 밀어

내고 다시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

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끊임없는 현재화 과정에서 

무엇인가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

는 것 역시 현재화의 축적이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우린 그 어떤 물리적이고 감각 가능한 결과

들을 얻을 수 없다. 결국, 현재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은 현재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끊

임없이 반복되어 축적되는 현재화의 결과인 것이다. 추상은 이러한 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추적이며 추출적인 인식 행위다. 해서 추상회화는 이러한 추적과 추출적 인

식행위를 가시화 하는 과정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우리의 기억들은 대부분 파편화 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시간과 같이 반복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하

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 조현선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 자신의 인식의 부스러기들을 

추상적으로 가시화 시킨다. 작가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추적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것이다. 

그에게 회화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즉, 생각의 흐름이 그 자체 회화가 될 수 없을까

에 대한 고민,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되거나 영향을 받는 생각과 행동들이 어쩌면 삶의 가장 핵

심적인 구성요소인 것은 아닐까.  

 

집에서 나와 작업실로 가는도중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버린 이미지들, 경험들. 다시 떠올려 보면 

온전히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무심하고 덧없는 것들이 작가의 추상적 충동을 자극한다. 그렇게 

금방이라고 잊혀질 듯한 사소한 것들이 그의 그리는 행위 속으로 스며들면서 우리에게 볼 수 있

는 혹은 읽을 수 있는 이미지로 전환된다. 회화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면서 그

리고자 하는 대상을 철저하게 자신의 의식과 내면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보는 이들에

게는 극도의 난해함을 선사하는 듯 한 조현선의 추상회화는 시작되고 있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로인해 추상회화는 난해하다. 그러나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

는 어느 한 사람이 오늘 하루 느꼈던 일상의 경험이 색으로 혹은 도상으로 일기 쓰듯이 그려졌다

고 생각하면 추상회화만큼 세상 허무할 정도로 쉽게 감상 할 수 있는 그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 경험했던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아침부터 지금 현재 조현선 작가의 작품 앞에서 그

의 작품을 감상할때까지의 일들을 기억해 보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쉽게 떠오르

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늘 겪었던 어느 하루의 아침 중 하나였던 오늘 아침은 아주 특



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뜨거운 물로 김이 서린 목욕탕처럼 뿌옇게 떠오를 것이다. 차라리 지금 보

고 있는 조현선 작가의 작품이 그 뿌연 기억들보다 더 명확한 이미지일 것이다. 즉, 우리의 의식

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언제나 자유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억을 물리적인 시간적 규칙에 적

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추상회화를 통해 공감하고 때로 편안한 느낌

과 내 의식 속 어딘가에 있었을 법한 기억들과 이어지면서 감상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시뮬라시옹은 원본이 사라지고 복사물의 끝없는 재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본없는 

복사물들의 재생산은 원본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전환되어진 세계 즉, 

시뮬라크르를 탄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원본은 완벽한 무엇이면서 한편으로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

다. 시뮬라시옹은 이러한 권위를 파괴하여 의미 파악의 세계를 넓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쩌면 

조현선 작가의 추상회화는 무엇보다도 원래의 추상회화의 의미를 파괴하는 시뮬라시옹의 실천인

지도 모를일이다. 그는 자신의 회화를 다시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

써 무엇을 그려야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보다는 내면의 의식들이 자신의 화면위에서 무

엇이 되어 가느냐 하는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그리는 행위는 의식적인 무

의식적 행위의 반복이다.  

 

이러한 작가의 무작위적인 반복은 작가와 그의 작업간의 간극을 수 없이 채워가는 과정이기도 하

다. 계속해서 채워가면 갈 수록 오히려 그 간극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것. 작가는 어쩌면 

그의 작업을 통해 그 틈을 메우기 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익숙해지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

다. 완벽하게 밀착되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거리를 이해하고 즐기는 것. 작가가 말하는 ‘친

밀한 거리’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거리만큼만 밀착되고 그 거리만큼만 객관적이라

는 말인 듯 하다. 그렇다면 감상하는 사람들 역시 충분히 그 간극을 통해 작가의 기억이 아닌 작

품 그 자체가 되어버린 자신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글. 임대식) 

 


